
세계성찬주일 성찬식 순서

성찬으로의 초대 / 집례자
집례자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온 세계의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즐거운 

잔칫상입니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 식탁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우리 주님의 잔칫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성만찬 기도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저희 주님이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사 영생하시는 하

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회  중 : 그러므로 저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끝없이 찬미합니다.
집례자 :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시사 저희의 죄와 악을 한 몸에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
게 하셨습니다.

회  중 :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시고 다가오는 천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다함께 : 그러하기에 이 땅 위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천

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성찬 제정사 / 집례자
집례자 :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
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
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 / 집례자
집례자 :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
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회  중 :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어 주십시오.



영광 찬양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회  중 :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회  중 : 서로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회  중 :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회  중 : 아멘.

평화의 인사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  중 : 또한 목사님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례자 :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회  중 :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주위 성도들과 인사를 나눔)

분병례 / 집례자
집례자 :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회  중 : 아멘. 
집례자 :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회  중 : 아멘.

분급과 참여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이는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회  중 : 아멘. (각자 빵을 떼어 드십시오) 
집례자 : 이는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회  중 : 아멘. (각자 포도주를 드십시오)

성찬 후 감사기도 / 다함께
영원하신 하나님, 성만찬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몸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온 교회와 더불어 성찬
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를 이루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